
1. 서론 

음악의 리듬패턴은 4분 음표만으로 구성된

단순한 리듬에서 32분음표 이상의 많은 음표수를 사용하

여 화려하고 복잡한 리듬까지 다양화 되어가고있다.

한 음색 면에서 자 음색을 가진 작품들이 주류를 이

루어 발표되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. 다양한 강세보다

는 음색이 주가 되고있는 자음악의 리듬은 좀더 강하

고 자극 인 느낌을 해 리듬의 강세를 많이 사용하지

않는다. 그로 인해 Halftime Shuffle Groove와 같은 잘게

쪼개지고 강약이 확실한 리듬의 매력은 가지기 어렵기에

사람이 연주하는 아날로그 사운드와의 장단 을 보이게

된다[1].

자음악의 상업 성공에 따라 발달하고 있는 미디

로그램, 개발되고 있는 음향기술 등 변하는 디지털

기술들에 비해 아날로그 시장은 최근 큰 성장을 찾아보

기 어렵다. 아날로그 음악이 꼭 음악시장의 주류가 되어

야 할 필요는 없지만, 디지털의 모태가되는 아날로그 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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악이 모든 음악의기반인 사실은 변함이 없을것이다. 녹

음을 하던, 라이 무 에서 연주를 하던 디지털 기술 없

이 음악활동을 하기는 힘든 환경이 되었고, 아날로그 리

듬, 사운드의 장 을 알기에 디지털 역시 아날로그를 모

방하는 기술을 목하고 있다. 공존하는 두 음악에서

자음악의 리듬이 가지지 못하는아날로그 리듬의 Accent

를 곡 분석을 통해 알아보려 한다.

많은 석사논문에서 드러머의 분석 등으로 Halftime

Shuffle Groove를 다루고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

Halftime Shuffle Groove만을 심으로 세계 연주자들

의 리듬 패턴을 분석해 보고 그에 따라 음악가들이

좀 더 다른 시각으로 리듬을 연구하여 디지털음악

에 다양한 음악 표 을 목 할수 있도록 연구해 보고

자 한다.

2. 본론

2.1 Halftime Shuffle Groove

Fig. 1. 8Beat Notes, Shuffle Groove

우선 Shuffle groove는 미국 남부의 흑인들 사이에서

만들어진 독특한 스 리듬으로서 1920년 에 재즈 리듬

의 하나로 유행하 다. 4/4박 기 으로 한마디 안에서

제2박과 제4박에 Accent가 있으며 일반 으로 8분 음표

를3등분하여3연음 1,3 박만연주하는것이특징이다[2].

Fig. 1을 보면 첫 마디는 일정한 간격의 8분음표를 표

한 것이고 두 번째 마디는 3연음 가운데 음표를 연

주하지 않는 일반 인 Shuffle 연주방법을 표기한 것이

다. 일정하지 않은 간격에 강세를 두어 표 함으로서 일

정한 간격의 Straight 리듬과 차이를 둔 것이 특징인 리

듬이다. Halftime의 의미는 4/4박의 구성 에 2, 4박에

강세를 두는것을Back Beat라 칭하는데, 강세를한 박자

씩 미루어 3박에만 강박을 으로서 강세의 간격을 벌려

속도감을 반으로 느껴지게 하는 연주법을 이야기한다.

리듬을 연주하는 기본 개념을 셔 로 두고 연주하며 그

강세를 3박에만 두어 연주하는 하 타임 연주법을 사용

한 리듬을 Halftime Shuffle Groove 라 칭한다[3].

2.1.1 곡별 석방법

작품들의 분석은 곡별로 Halftime Shuffle Groove의

주된 특징을 나타내는 Part의 드럼악보를 기반으로 하

으며, Incognito의 곡 After the fall 에서는 Sequence

로그램 Cubase 안에 원곡을 삽입하여 시각 으로 표

된 Wave File을 기반으로 하 다. 이 한 Drum Groove

를 기반으로 분석하 으며, 도입부분은 Drum만 나오기

때문에 악기 간섭이 없어 정확한 리듬만을 분석하 다.

2.2 곡 안에서  리듬 석

2.2.1 Fool in the Rain – Led Zeppelin

Fig. 2. verse 1 bar 

Fig. 2는 곡 Fool in the Rain의 Verse 트 주 리듬을

기보한 것이다. 아래는 기타 악보이다. Band Led

Zeppelin 의 드러머 John Bonham은다소 느린 65템포 안

에서 강렬한 비트로 Halftime Shuffle Groove를 연주하

고 있다. 특징 인 이로는 첫 박 3연음의 3번째 비트

의 하이햇을 오 하며 연주하는 것인데, 하이햇 악기 특

성 상 Open 주법을 사용하면 Closed 때와는 달리 더욱

강한 소리를 얻을 수 있다. 악보와 같이 짧은 순간 열

었다 닫게 되면 짧은 느낌을 강조하게 되어 악상기호 상

Staccato와같은 효과를 얻게됨으로서 계속반복되는리

듬 패턴에서 강한 강세로 지루함을 덜어 수 있는 효과

를 다. 피아노, 베이스 기타, 일 트릭 기타 모두 같은

패턴을 연주하고 있는데, 드럼 한 나머지 연주에 힘을

실어주기 해 유니즌 인 요소로 그 부분을 강조했다

해석할 수 있겠다[4].

2번째, 4번째 박의 3연음 하이햇 사이에 Snare Ghost

note를넣어 풍부한 3연음의 느낌을채워 넣어 주는것도

리듬의 특징이라 볼 수 있겠다. 리듬의 강세를 이용하여

드럼 사운드의 굴곡을 표 한 것은 강한 리듬패턴을 사

용하여 강렬한 사운드를 표 하던 Led Zeppelin 음악의

다른 음악과도 차별성을 주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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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g. 3. Chorus 2bar

Fig. 3은 Chorus 트의 1마디 연주를 기보한 것이다.

Chorus 트 역시 피아노, 베이스 기타, 일 트릭 기타

모두 유니즌 인 연주성향을 보이는데, Verse 트보다

더욱 2박 3연음을 강조하여 3연음 계열의 연주의 느낌을

극 화하고 있다. 마찬가지로 드럼도 Ride Bell을 이용하

여 지속 으로 2박 3연음을 연주함으로서 나머지 멜로디

악기들의 리듬연주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

다. 2, 4번째 박 3연음 가운데 음표를 보면 오른손인

Ride Bell은 강박, 왼손인 Snare Ghost note는 약박을 연

주하고 있다[5,6].

일반 인 드럼 리듬 연주법에서는 오른손과 왼손은

같은 강세를 연주하지만, 의 악보에서는 다른 강세를

연주하며 왼손 약박과 오른발 Kick은 verse 트의 통일

성을 보여주며, 오른손 Ride Bell 은 2박 3연음의 효과를

냄으로서 곡이 발표된 1970년 당시의 음악으로서는 매

우 독창 이고 큰 편곡 효과를 가져 온 리듬이라 해석이

되며, 의 복잡해진 연주방법 하나인 양 손의 다른

강세를 사용하는 연주법을 Rock음악에 연주한 의미 있

는 리듬이라 볼 수 있다.

2박과 4박의 첫 박마다 하이햇을 왼발로 밟아 소리를

내는 Pedal 연주법을 사용하고있는데, 주로재즈 음악에

서 사용되는 연주법으로 2, 4박에 햇을 왼발로 연주함으

로서 퓨 인 요소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볼 수 있다.

2.2.2 Home at Last – Steely Dan

Fig. 4. Chorus 2 bar 

Fig. 4는 곡 Home at last의 Chorus 트 메인 리듬을

기보한 것이다. 이곡에서 보이는 편곡은 Led Zeppelin과

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. Fool in the Rain에서의 편곡은

모두 비슷한 리듬패턴을 선택하여 연주했지만 곡 Home

at last 안에서의 연주는 각자의 역할을 배정하여 연주한

것을 악보를 통해 알 수 있다[7].

피아노와 신스 패드는 음 길이를 길게 연주하여 사운

드를 채워 주다가 2번째 마디부터만 리듬을 강조하고 있

고, 일 트릭 기타와 베이스 기타는 반 으로 음길이

를 짧게 가져가는 연주를 선택함으로서 주로 리듬 요

소를 담당하고 있다. 드러머 Bernard Purdie는 하 타임

그루 에 하이햇 셔 패턴 사이사이마다 굉장히 많은 고

스트노트를채워 으로서 3연음 인 느낌을 풍부하게느

낄 수 있도록 연주해 주고 있다. 워낙 좋은 느낌을 주고

있어 the Purdie Shuffle 이라고도 불리는데, Ghost note

를 통해 3연음을 꽉 채워 연주하는 방법이 Fool in the

Rain의 Groove와의 차이라 할 수 있겠다. 한 Verse와

Chorus의 Song form 안에서 거의 비슷한 Groove 만 연

주하고 있는 Fool in the rain 에 비해 훨씬 더 자유롭고

다양한 리듬을 구사한다. 다른 역할들을 가지고 있던 여

러 가지의 악기들이 곡의 부분마다 같은 멜로디와 리듬

을 강조하여 돋보이게 하는 Section을 자주 사용함으로

서 다양한 편곡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의 곡과 다른

으로 꼽을 수 있겠다. Fill in 한 Tom을 많이 사용함으

로서 더욱 극 이고 화려한 장면들을 연출하고 있다[8].

2.2.3 Rosanna - TOTO

Fig. 5. Verse 2 bar

Fig. 5는 TOTO의 Rosanna 의 Verse 트를 기보한

것이다. Rosanna를 녹음한 그당시 TOTO의 드러머 Jeff

Porcaro는 곡 Rosanna에서 연주한 자신의 Halftime

Shuffle의 패턴을 소개한다. 그리고 두 곡 Fool in the

Rain과 Home at last의 향을 받았으며 베이스드럼의

리듬패턴은 보 디들리 비트(Bo Diddley Beat) 를 기반으

로 재해석한 리듬이라고 자신의 Lesson Video에서 이야

기한다[9].

실제로 상당 부분 유사한 리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

을 볼 수 있다. 자세히 보면 Kick 패턴 외에도 다른 으

로 볼 수 있는 것은 Snare의 Ghost note이다. Rosanna의

템포는 의 두 곡에 비해 상당히 빠르다. 보통의 8Beat

notes 리듬을 3등분하여 연주하기 때문에 Halftime

Shuffle의 템포는 조 만 빨라져도 연주자는 부담을 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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낄 정도이다. 빠른 속도 안에서 왼손의 2. 4번째 강박 연

주 후 바로 Ghost note를 정확하고 일정하게 연주하는

것은상당히힘든 연주법이기 때문에 별 것아닌것 같지

만 큰차이가있다말 할 수있다. 한 2번째 마디의 4번

째 박에 Snare와 동시에 연주하는 Kick 패턴 역시 그리

일반 이지는 않은 연주법이다.

팝음악 비트의 심이된다 할 수 있는 2. 4번째 박의

Snare Back beat이기 때문에 Snare 사운드가 강조되기

마련인데 함께 Kick을 연주하는 것이 크게 강조되지 않

기 때문이다. Disco와 같은 스 음악에서는 보통 1,2,3,4

박 마다모두 Kick을 연주하는데, 계속강조가 되기때문

에 돋보일 수 있다. 하지만 Rosanna의 리듬같이 Kick과

Snare가 따로 분리되어 연주되는 패턴 안에서 가끔 2, 4

박에 Kick을 연주해도 크게 돋보이지 않지만 4박째Kick

연주를 4마디에 한 번씩 연주함으로서 약간의 비트의 강

조 효과로 주 패턴이 2마디마다 반복되는 패턴이 아닌 4

마디 패턴으로 표 함으로서 자주 반복되는패턴의 지루

함을 해결했다 볼 수 있어 의미가 있다.

단조로운 몇 가지 패턴만으로 곡 체를 표 한 Fool

in the Rain과 Home at last에 비해, Rosanna에서의 드러

은 구성 부분 부분마다 다른 리듬패턴을 보여주고 있

다. Intro, Verse 와 Chorus, Bridge, Outro 모두 새로운

리듬 패턴을 다른 연주와 비슷한 강세를 표 함으로서

리듬의 다양함을 들려주고 있다는 역시 의 두 곡과

는 차별화된 이라 볼 수 있다[10].

2.2.4 What Exit! - Spyro Gyra

Fig. 6. Intro Rhythm Pattern

Fig. 6은 What Exit!의 도입부에 나오는 드럼과 기타

의 악보이다. 지 까지 소개한 3곡의 리듬패턴에서는

Kick패턴, 곡의 템포, Ghost note의 포인트 등 크고 작은

차이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같은 은 Halftime Shuffle

Groove의 하이햇 리듬강세가 모두 같다는 것이다. 의

악보를 보면 이곡의도입부로부터 5마디 후에 나오는드

럼의 Kick, Snare의 강세와 기타의 리듬의 강세가 거의

동일함을 알 수 있다[11].

동일함을 느껴지게 하는 가장 요한 악기가 하이햇

이라 해석할 수 있는데, 그 이유는 보통의 Halftime

Shuffle의 하이햇연주는 Shuffle 패턴과동일하게 1,2,3,4

박 첫 박을 모두 강조한다. 에서 소개한 하 타임셔

의 패턴을 보면 하이햇 패턴에 있어서는 크게 강세차가

없다. 일반 인 Shuffle Groove에서의 하이햇 연주방법

이라 할 수 있는데, What Exit!에서 연주되고 있는 드럼

의 연주 방법은 하이햇에 강세를 표 함으로 기타와 유

니즌으로 연주되는 강세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.

Fig. 7. Another Accent

악보의첫 마디는 일반 Shuffle의 강세를 그린 것이

고, 두 번째마디는 곡What Exit!의강세를그린 것이다.

강박을 1,3박만 가져가며 연주함으로서 강하고 화려한

비트를 주지만 숨 쉴 틈 없는 꽉 찬 느낌을 주는 1,2,3,4

박을 강조하는 보통의 Shuffle 패턴에 비해 좀 더 여유

있고 넓은 공간감을표 해주고있다. 거의 1,3박간격의

강세를가지는기타의리듬과같은 느낌을 수 있는것

이 그 이유라 볼 수 있다. Snare Ghost note 한 계속

연주하는 것이 아닌 간 간 연주하여특히 4박마지막

음표의 Kick 강박을 더욱 긴장감으로고조시키는 역할을

해 주고 있다. 와 같은 에서 What Exit와 다른 곡의

Halftime Shuffle 패턴은 비슷한 성질을 지니고 있으면서

도 Accent의 호흡 면에서 상당히 차별성을 두고 있다 볼

수 있다[12].

2.2.5 그  변형된 리듬

정확한 Halftime Shuffle 패턴은 아니지만 이와 비슷

한 강세를 표 한 를 보며 Halftime Shuffle 과 비교해

보도록 하겠다.

Fig. 8. City Living Groov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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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g. 8은 Victor Bailey의 곡 City living에서 쓰인 기본

패턴의 드럼 악보이다. 우선 이 곡은지 까지 분석해 본

Halftime Shuffle과는 하이햇 패턴이 상당히 다르다. 그

래도 비슷한 유형이라 한 이유는 사이사이에 Shuffle 느

낌을 담아 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[13].

왼쪽 에 표기된 것처럼 연속되는 16분음표의 간격

은 일반 Straight한 리듬과는 다른 3연음 패턴을 가지고

있다. Shuffle이 계속 연주되지 않고 있어도 비슷한 느낌

을 주는 이유이다. 이 곡에서 연주되어지고 있는 리듬은

Accent 상으로 다른 트와의 연주와 비교해 보았을 때

유니즌 인 요소를 찾아보기 힘들다. 일정하게 하이햇

이 업비트를 강조하고 있지도 않고 멜로디와 Kick,

Snare가 연 있는 리듬을 연주하고 있지도 않으며 일반

인 드럼에서의 연주법과는 다른 당김음 치에서의

Snare와 오 하이햇을 강조한 리듬은 어느 트와도 호

흡을 함께 하고 있지 않다.

부분의 드럼 리듬에서 하이햇은 일정한 간격으로

연주된다. Accent 한 완 하게 일정하게 연주하진 않

지만 기본 인 호흡이 있기 마련인데, 당김음으로 연주

할 때는 리듬의 강조되는 느낌이 무 강하기 때문에 일

반 으로 섹션에서의 연주법으로 많이 쓰이고, 특히 오

후다른힘 있는악기가연주될때에는하이햇을 닫기

마련인데 이 패턴에서는 하이햇의 음 길이를 충분히 두

어 일반 인 연주법에서 많이 사용되어지지않는 특이한

사운드를 만들어내고 있다. 곡에 잘들어맞는 드럼 음색

과 매력 인 리듬패턴으로 다른 트의 연주 호흡의 사

이사이에 강박을 넣으며 드럼 트의 입지를확실히 세우

고 있는 일반 이지 않은 리듬패턴의 유형으로 해석 할

수 있다[14].

Fig. 9. After the Fall - Incognito

Incognito의 곡 After the fall에서의 드럼리듬 역시

연속 인 Shuffle 패턴을 연주하고 있지는 않다.

Halftime Shuffle Groove는 하이햇을 Shuffle Groove로

계속 연주하고 있는 데 반해 이 곡에서는 하이햇을 간

간 변주의 개념으로만 8분 음표와 Shuffle Groove를

섞어 쓰고 있는 것을 악보를 보며 알 수 있다. 이 곡에서

분석하고자 하는 Groove는 곡의 멜로디나 편곡 효과

로서 Halftime Shuffle 을 어떻게 응용하고 있느냐가 아

닌 Shuffle의 간격에 한 이다.

1 2 3 1 2 3 1 2

Fig. 10. Song ‘After the Fall’s Wave file in Cubase

사진은 Sequence 로그램 Cubase 안에 After the

Fall 원곡 웨이 음원을 넣어 원곡의 템포에 맞게 로

그램안에서템포를 지정한후 셔 의기본개념인 3박자

기 으로 박자개념을 맞춰 놓은 것을 캡쳐한 사진이다.

(인트로 부분은 드럼만 나오기 때문에 다른 악기의 향

은 없는 상태이다.)

숫자 1,2,3은 세로선에 따른 3연음을 기 한 것이다.

다운비트(숫자 1)의 경우에는 로그램 Grid에 정확히

맞게 연주되고 있지만 사이에 들어가는 음표들(2번째 숫

자 3)이 3박자 개념에 맞지 않고 조 빠르게 연주되어

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. 사람이 연주하다 보면 어떤

뛰어난 연주가라 해도 수치상으로 100%에 맞게 박자에

맞춰 완곡을 연주해내는경우는거의없다 볼수 있을것

이다. 그러므로 사람이 연주했다면 그 연주자의 성향이

라 볼 수있겠지만 이곡의 드럼은 컴퓨터 로그래 되

어 있는데도 와 같은 간격을 표 했으므로 의도 된 것

이라 볼 수있다. 이런 Groove의 특징은 원래의 3연음간

격보다조 더빨리 연주를 채워 넣음으로서더 여유있

으면서 지루한 느낌을 수 있는 패턴이라 할 수 있다.

이런 스타일의 연주는 이미 부터 정말 많은 곳에서

사용되어 왔는데, 3연음 간격을 소개한 리듬처럼 좀

더 앞으로도, 음표(Dotted)로 표기하기도 애매할 만큼

꾸 음(Grace note)처럼 들릴 정도로 많이 어서 뒤로

도 연주하는 리듬이 우리 사물 패 리듬에도 많이 쓰이고

있고, 라질리언 리듬인 삼바 한 그 간격이 Straight

도 Swing도 아닐 때가 많다.

뉴올리언스 재즈 음악뿐만 아니라 에 많은 사랑

을 받고 있는 국내 힙합 음악에서도 박자가 정해져 있는

컴퓨터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2,4 박의 Back Beat를 임의

로 앞이나 뒤로 미룬다던지, 하이햇의 간격을 After th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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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ll 과 비슷하게 애매하게 지정한다던지 여러 방법으로

새로운 느낌의 리듬들을 만들어내고 있다[15, 16].

3. 결론

앞서 분석한 내용으로 곡 What Exit!의 리듬패턴이

만들어지기까지 소개한 Fool in the Rain, Home at last,

Rosanna의드럼 패턴들을보며 여러측면에서 발 해온

Halftime Shuffle Groove에 해 알아보았다 . Straight

리듬에 비해 Swing 리듬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.

형 인 리듬을 강세의 변형으로 새로운느낌으로 연주

할 수도 있고, 그보다 더 변칙 리듬으로 리듬 자체가

돋보이는 음악, 음 사이 간격의 변화로 새로운 스타일의

리듬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. 4/4박자가아닌 음악에서

도 개발될 수 있을 것이며, Poly 리듬과 목하여 템포의

변화를 주는 느낌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. 이미

수없이 많은 작품 속에서 다양한 리듬들이 발표되어 왔

지만 그에 따른새로운 악기나 편곡 , 음향 기술의 발

달로 인해 다른 리듬 역시 충분히 개발 될 수 있을 것

이라 볼 수 있다. 격하게 발달하여 이제는 주류음악이

된 자음악의 시장 안에서 아날로그와디지털의 조화는

음악기술의 성장을 한 필수요소이다. 음악의 기반이

될 수있는아날로그음악의구체 분석과그에따른 디

지털 기술 응용으로 언제든 쉽게 방 한 양의 지식을

할 수 있는 의 환경에서 음악가들은 더욱 연구

하고 개발하여 들에게 더욱 양질의음악을 제공하려

노력해야 할 것이다.

본 논문에서는 Halftime Shuffle Groove에 해 연구

해 보았지만향후 보다 더다양한리듬 분야에 한 연구

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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